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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 정의 및 발전 배경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확산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중심의 각종 
IT기술과 금융이 서로 융합하여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통칭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 
 

 금융소비자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금융회사나 IT회사는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고 고객 기반 확대, 비용 절감 등 도
모 
 

 비금융기관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제공 

       Ex)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간편송금), 미국의 렌딩클럽(대출), 중국의 위어바오(MMF) 
 

 실물과 서비스에 금융이 내재화(Built-in)  

       Ex) 아마존 대시버튼 

 핀테크 정의 



 핀테크 정의 



 핀테크 정의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과 IT기술의 발전 

       - 모바일의 대중화(인터넷인구보다 많은 모바일 인구) 

        - SNS, Cloud Computing, Big Data, IoT, VR 등 첨단 IT의 발달 
 

 금융소비자의 생활 패턴 변화 

       - 온라인 쇼핑몰 선호  지급결제 시장 성장 
 

 금융위기 등에 따른 대안 금융의 모색 

       -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에 따른 금융 위기  가계대출 축소  P2P 대출시장 성장 
 

 정부차원의 육성 및 규제 해제 

       - 영국: 금융청 신설, 핀테크허브센터 육성, 테크시티, 레벨 39 

        - 미국: 합리적 규제프레임 제시(비조치의견서, 규제비용 편익분석 비합리적 규제폐지) 

        - 중국: 금융안정보고서  핀테크 지원 

 핀테크 발전 배경 



 핀테크 발전 배경-모바일 거래 규모 

구 분  시장 전망     비 고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전망)    연평균 61%씩 급증      1.5 EB*(2014) → 15.9 EB(2018)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전망) 

 

   6년간, 6.8배 성장 

 

   1,059 U$(2011) → 7,210 U$(2017) 

 

     국내 직구족 고객 수요 
  원클릭 결제서비스 

  선호도 증가 

 
 국내 신용카드보다는, 페이팔(paypal) 
 과 같은 국제 결제서비스 선호 

    모바일 결제와 기존 카드의 

                  거래 비중 

 

2016년, 5:5 전망 

 

    Euromonitor International 보고 

* 1 EB(엑사바이트)는 1,024 PB(페타바이트)로 DVD(700 MB) 약 14억3천만개 저장용량을 의미 

 모바일 트래픽과 지급결제시장 규모 



2. 핀테크 동향 
 
 



 핀테크 동향 

국내외 핀테크산업 성장 
글로벌 트렌드의 가속화와 더불어, 국내 핀테크 시장의 성장 모멘텀 도래 











. 정부의 적극적인 핀테크 활성화 지원 정책이 산업성장에 영향력 발휘 
 

· Innovation Hub : 핀테크기업의 금융규제환경 적응을 돕는 전담조직 설치 운영 
 

· 테크시티 : 런던 동부를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금이 집중되며 성장 
                          (Level 39 등을 통해 HSBC, Barclasys 등 대형은행 적극 투자 중) 

· 금산분리 등 높은 규제 속에서도 합리적인 규제프레임을 통해 핀테크의 성장 가능 
 

  - 비조치의견서 → 규제 예측력 강화 
 

  - 규제비용 편익분석 → 비합리적 규제 폐지 
 

· 핀테크 기업 투자중심이 IT기술 메카 실리콘밸리에서 뉴욕 대형 투자은행, VC 등으로 이동 

. 중국 정부는 ‘중국금융안정보고서 2014’를 통해 실물경제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핀테크 
  규제 초점을 제한보다는 지원에 두겠다고 발표 
 

. 열악한 금융인프라 불구, BAT(바이두, 알리페이, 텐센트)를 중심으로  핀테크 시장 활성화 
 

. 모바일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온라인결제,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서비스 급속  
  성장  



2014. 3. 20.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천송이 코트’ 문제로 대변되는 

전자상거래 규제(Active X, 공인인증서) 철폐에 대한 요구가 시발점 

한류 붐 (가요, 드라마) 

중국 강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 

해외에서 온라인 

주문 불가 

☞ ActiveX 원인 제공 

          외국인의 접근 

          장벽이 너무 높음 
        1. 휴대전화/아이핀 본인인증 
        2. 지급결제를 위한 ActiveX  
        3. 공인인증서 사용 









(’16.1.25 시행) 

(’15.11월 시행) 











3. 핀테크 영역/사례 
 
 





토스, 페이코, 코나아이, 페이콕, 얍컴퍼니,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스트리미, Transferwise, Paypal, Alipay …  

지급결제/송금 

대출(P2P대출) 
8퍼센트, 피플펀드, 피노텍, 비모, 미드레이트, 펀다, 투게더앱스, 
Lending Club, OnDeck, Zopa …  

크라우드펀딩 
와디즈, 잉크, 유캔스타트, 펀디안, 오픈트레이드, Crowdcube, 
Indiegogo, Kickstarter … 

자산관리/데이터
분석 

레이니스트, 뉴지스탁, 쿼터백, 파봇, 솔리드웨어, 두물머리, 엠에
이치마인드, Billguard, Affirm, Betterment, VisualDNA … 

암호화화폐/블록
체인 

보안/인증 

플랫폼/PG/VAN 

코빗, 코인플러그, 블로코, 스케일체인, 코인원, 리플퍼유, 모인,  
Coinbase … 

KTB솔루션, 한국NFC, 에이티솔루션즈, 비티웍스, 더치트, 엑슬
란트, 인터페이, 이리언스, 에잇바이트, 에버스핀 …  

웹케시, 케이아비넷, 세틀뱅크, 카카오톡, 틸론, 케이알파트너즈, 
Alibaba, Baidu, Tencent, Google, Amazon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Fidor Bank, Hello ank, Ally Bank, 
WeBank, Rakuten Bank, SBI Sumishin Net Bank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Bar Code 방식 



















· 자산관리의 불투명성 
 
· 제한된 상담사(PB) 운용 및  
  VIP 위주의 컨설팅 
 
· 정보수집의 제한 
  (은행, 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 분리) 













 거래정보 기록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관리 

 참가자유 여부에 따라 퍼블릭(Public)과 프라이빗(Private)으로 구분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 

 







 생체인증 기술에 대한 각종 규격을 제정하고 이와 호환되는 제품에 대해 'FIDO 인증'을 
부여하는 ‘FIDO 연합(FIDO Alliance)’은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UAF”와 패스워드 체계
에 2차 인증 요소를 추가하는 “U2F”라는 두 개의 기술표준을 제시 

 

  FIDO Alliance는 온라인 환경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인증방식인 FIDO 대한 기술
표준을 정하기 위해 2012년 7월 설립된 협의회. 회원사로 삼성전자, 블랙베리, 크루셜
텍, 구글, 레노보,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LG전자, BC카드 등이 있음 



[플랫폼] 
 
· 메신저 : 카카오톡, Facebook, Wechat  
 

· e-Commerce : Amarzon, Alibaba 
 

· 모바일 : 삼성/Android, Apple/iOS 
 

· 그 외 : IoT, 오픈 API 등 







· 오프라인 지점 운용시 운용비용 
  부담 大 
 

· 대면거래 위주의 서비스가 갖는  
  한계점 
 

· 영업시간 제한 

· 최초 :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 1995)  
 

·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 FIDOR은행 : 2009년 독일에서 설립, 순수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금융 복지를 SNS와 접목 





4. 은행과 핀테크 
 
 



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 ! 
 

- Bill Gates 



Retail banks could lose up to 40% of their revenues and 60% of 

their profits by 2025 as a result of competition from financial 

technology companies and other new entrants to the consumer 

finance, mortgages, SME lending, retail payments and wealth 

management markets....  

 

Banks have limited window to decide how to respond to threat of 

DIGITAL DISRUPTION. 

- "The fight for the customer", 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 2015.9 





(맥킨지, 하나금융연구소) 





고객 뺏길까? 잘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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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영역 핀테크기업 영역 

 Major Financial Micro Financial  







5. 핀테크 규제 이슈 
 
 







자산관리/금융상품 추천 

P2P 대출 분야 | 대부업자 기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암호화 화폐 

본인인증 서비스 이중 규제 

인증관련 기술 중립성 

투자자문업 요건 

Negative System … 

… 



감사합니다 
이근주 010-4184-7558 keunju.lee@daum.net 
 



금융의 미래모습과 핀테크산업 이해 



웹케시 소개 



웹케시 개요  핀테크 전문기업  

회사명 웹케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완수 

설립일 1999.07.09 

자본금 31.27억원 

임직원수 310명 (관계사 포함 750명) 

사업분야 핀테크, CMS, 금융시스템 

사업장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관계사 웹케시 피트, 웹케시 네트웍스, 쿠콘, 비즈플레이, 마드라스체크  

매출 890억 ( 관계사 포함 1,130억) 

홈페이지 www.webcash.co.kr 



 간편결제 PAY 

 결제중계 VAN 

 결제대행 PG 

 자동화기기(ATM) 

 전통적 금융기관 

 인터넷전문은행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금융빅데이터 

 보안, 인증 

 금융클라우드 

 금융디바이스 

 인터넷뱅킹 

 펌뱅킹(가상계좌)  

 B2C/B2B 핀테크  

 금융 오픈 API 

SW분야 결제분야 사업분야 기반분야 

“Fintech SW No.1” 

웹케시 영역  핀테크 SW분야 



전자금융 편의점 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중소기업 SERP 

대기업 CYBER BRANCH 

공공기관 IN HOUSE BANK 

자치단체 e-세출 

정부기관 RCMS 

금융 오픈 API 

개인사업자 장부장 

쿠콘 COOCON 

경비관리 BIZPLAY 

기업 SNS FLOW 

금융비서 

자금관리 

웹케시 혁신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일 



금융의 미래모습 



금융의 미래모습은 금융과 실물(lifestyle)의 융합이다 

대출 예금 

쇼핑 교통 음식 교육 

6 

금융의 미래 

업무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g-t3kp-XKAhUCPxoKHTOrCyEQjRwIBw&url=http://windowstalk.co.kr/492&bvm=bv.113370389,d.bGQ&psig=AFQjCNGVMrW-tcjLLhBGwXTD-SFBwEDb0w&ust=145492267894795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R6qfyqOXKAhUFuhoKHSz3BfIQjRwIBw&url=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1995&bvm=bv.113370389,d.bGQ&psig=AFQjCNFHv_j4u3xGOAPmx-8F0cqqJw917Q&ust=145492303967347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BmO6hqeXKAhVBvxoKHU1WDDMQjRwIBw&url=http://www.changup-bank.com/bbs/board.php?bo_table=cb_offer&wr_id=90&bvm=bv.113370389,d.bGQ&psig=AFQjCNEabeRdQpxlqRgauqNfUD_vC0Kclw&ust=1454923116763057
http://www.yeongnam.com/edu/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21119.010170736520001


금융이 실물 속으로 embedded된다 

7 

핀테크 금융혁신 (1) 결제 

하이패스 쇼핑 우버 

  유치원 
  청구서 

납부하기 유치원 
청구서 

인터넷뱅킹 



투명한 정보에 기반한 직접금융이 태동하고 있다 

핀테크 금융혁신 (2) 예금, 대출 

은 
 
행 

예금자 대출자 

예금 / 대출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예금자 대출자 

간접금융 직접금융 

예대마진 거래수수료 

8 



Next 금융혁신을 가져올 기술은 IOT(Internet Of Things) ?   

핀테크 금융혁신 (3)채널 

1990 PC 2000 인터넷 2010  스마트 2020  IOT 

인터넷 
스마트 

가맹점 

온라인몰 

기업 

ATM 

교통 



금융의 미래모습 

Embedded 금융 



핀테크 산업 이해 



1996.4 부산시 하나로카드 



2000.2 편의점 자동화기기 



핀테크 산업발전 

1980  컴퓨터 1990  PC 2000  인터넷 2010  스마트 

금융전산화 

카드VAN(오프라인) 

펌뱅킹(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핀테크 오픈 API 

PG(온라인) 

자금관리 CMS 

자동화기기 

교통카드 

14 

간편결제 PAY 

인터넷 전문은행 

P2P대출 / 크라우드펀딩 

보안·인증 / 빅데이터 



핀테크 산업분야 

15 

 간편결제 PAY 

 결제중계 VAN 

 결제대행 PG 

 자동화기기 ATM 

 인터넷 전문은행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금융 빅데이터 

 보안, 인증 

 금융 클라우드 

 금융 디바이스 

 인터넷뱅킹 

 펌뱅킹/가상계좌 

 금융 오픈 API 

 B2C/B2B 핀테크 

SW분야 

결제분야 사업분야 

기반분야 



감사합니다 
금융을 보는 다른 시각 

Changing Frame Of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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